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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ietary conditions of Korean adolescents using the 2018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KYRBS), and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CBSF). Totally, 397 (KNHANES), 60,040 (KYRBS), and 614 (CBSF) subject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Subjects with normal weights were 69.0%, 73.0%, and 90.8%, respectively, and the
rate of skipping breakfast was determined to be 31.8%, 33.6%, and 7.4%, respectively. The main reason for skipping
meals was ‘not having enough time (78.3%)’, 45.2% of the subjects ate out more than ‘once/week’, 37.8% used
the convenience store, and 51.9% ate out to eat delicious food. According to the KNHANES, the average food intake
was 1,353.05 g/day, which differed in the amount of cereals, vegetables, seaweeds, oils and fat, and spices intake
by gender. The nutrient intakes of energy, vitamin A, niacin, vitamin C, calcium, iron, dietary fiber and potassium
were lesser than the recommended levels. Non-physical activity for more than 60 minutes a day per week was observed
in 36.3∼82.0% of the subjects. Drinking experience among adolescents was 33.5∼42.3%, and the most popular frequency and amount of drinking were determined to be ‘once/month’ and ‘1∼2 glasses’, with almost no binge drinking
reported. The experience of smoking was 14.9% for cigarettes, 7.9% for e-cigarettes, and 2.9% for heated tobacco,
with 21.8% daily smokers, smoking an average of ‘2∼5 cigarettes/day (30.9%)’. Subjects receiving nutrition education
were 21.2∼47.2%, with 95.8% having an awareness rate of nutrition labeling, but being implemented by a mere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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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사이다.
KNHANES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식품 및 영양 섭취, 건강행태 등의

평가하며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의 기초자료

식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이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

다(KDCA, 2020b).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주체가 되어

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Survey, KNHANES)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순환 표본조사로 매년 192개 지역의

서 시행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Korea Youth Risk Be-

25가구를 확률표본으로 추출하여 가구원 확인조사, 건강 설

havior Survey, KYRBS),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

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를 통해 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

제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품소비행태조사(Consumer

다(KDCA, 2020b). 청소년의 경우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

Behavior Survey for Food, CBSF) 등이 대표적인 대규모

상지질혈증, 간 질환, 신장 질환, 빈혈, 구강질환 등의 ‘검진
조사’와 가구조사, 흡연, 음주, 비만 및 체중조절,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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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손상(사고 및 중독), 안전의식,
정신건강, 여성건강, 교육 및 경제활동 등을 포함하는 ‘건강
설문조사’, 마지막으로 식품 및 영양소 섭취현황, 식생활행
태, 식이보충제, 영양지식, 식품 안정성 등의 ‘영양조사’로 나
누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KDCA, 20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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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RBS는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사업

881건, 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은 420건으로 나타

기획 및 평가에 필요한 보건지표를 산출하며, 국가 간 비교

났다(KDCA, 2020b). 이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가능한 청소년 보건지표를 산출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식품 섭취실태(약 25%), 질병과의 관련성(약

매년 6월 온라인으로 전국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

53%), 건강행태(약 22%)와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로 나타났

년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한다(MOE와 KDCA,

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아침 식사의 질(Hong 등, 2019), 대

2020a). 총 17개 시･도를 분류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사증후군과 식생활,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 관련성(Moon,

50:50으로 분류하여 각 400개교 1,200개 학급을 선정하는

2019), 아침 식사 여부에 따른 식생활 상태 평가(Kim 등,

2단계 층화집락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한다(MOE와 KDCA,

2019a)에 대한 연구 등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KYRBS 자료

2020a).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

를 활용한 연구는 학위논문 33건, 학술논문 약 180건이 발

활,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손상 및 안전의식, 구강건

표되었고, 최근 연구 결과로는 청소년의 편의식품 섭취 경험

강, 개인위생, 성 행태, 아토피･천식, 약물, 인터넷 중독, 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Park과 Lee, 2020), 식생활 교육이

형평성, 폭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MOE와 KDCA,

과일, 채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Yeon과 Han, 2019), 아침

2020b),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비해 흡연과 음주, 신체활동

결식과 체질량지수 및 건강관련 요인(Kye, 2019), 흡연에

영역에서 보다 자세하게 조사되어지고 있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Bae와 Yoon, 2019) 등이 있다. CBSF

CBSF는 식품공급자인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식품수요자

를 활용한 연구들로는 중학생의 외식실태(Na 등, 2019), 가

인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간편식과 관련된 식생활 만족도(Jun, 2017) 등이 있다.

에서 매년 5~8월 사이에 실시한다(KREI, 2018). 우리나라

이처럼 청소년에 대하여 각각의 대규모 조사의 원시자료

전체 국민의 식품구매 형태, 식품 선호 변화, 식품 정책에 대

를 활용한 2차 분석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

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KREI, 2018). 조사는 만 18

부분 한 종류의 조사 자료를 통한 결과들만을 제시하고 있

세 이상에서 만 75세 미만인 식품 주구입자(주부)와 만 13세

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대규모 조사 자료

이상 만 75세 미만인 가구원(성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

들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식생활 및 건강 관련 행태에 대

으며, 반복조사를 통하여 트렌드를 추정하기 위한 중복표본

해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을 포함하여 2018년 기준 3,437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구는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대규모 조사를 활용하여 한국

(KREI, 2019).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식생활, 선호식품군, 외

청소년의 전반적인 식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식행태, 배달/테이크아웃 행태에 대한 ‘식생활행태’, 식품에

실시되었다.

대한 안전성 문제, 안전관리에 대한 ‘식품 안정성’, 식품의
포장지에 대한 내용과 인지 등 ‘식품표시사항’, 식생활과 식

재료 및 방법

료품에 대한 ‘식품관련 교육/홍보/정보’, 식품관련 피해 경험
에 대한 ‘식품관련 피해/규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식품관

대상자 선정

련 소비자 정책’,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식생활 및

동일한 시기에 조사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KNHANES,

라이프스타일’ 등 식품소비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

KYRBS, CBSF의 원시자료가 모두 업로드된 2018년의 자

사하고 있다(KREI, 2019).

료를 활용하였다. KYRBS와 CBSF가 만 13~18세 사이의 청

청소년기는 체형과 신체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

소년을 대상자로 하였으므로 KNHANES의 자료 중에서 만

로 왕성한 신체활동량과 과중한 학업량, 성 성숙에 대한 호

13~18세의 자료만을 선택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중 영

르몬의 작용 등으로 인해 많은 양의 에너지와 영양이 필요하

양 섭취 분석 시 극단적 식이 섭취자로 인한 오류를 피하고

다(Lee 등, 2017; Kim 등, 2019b). 심리적으로는 신체에

자 500 kcal 미만과 5,000 kcal 이상을 섭취한 경우를 제외

대한 적응과 자아 정체감 확립의 시기로 이 시기에 자신의

한 397명을 대상자로 하였고, KYRBS와 CBSF의 경우 조사

체형에 대한 인식과 식생활 태도는 자아존중감 형성과 밀접

에 참여한 대상자가 만 13~18세 사이의 청소년이므로 제외

한 관련이 있다(Kim과 Kim, 2009). 따라서 다양한 식품과

하는 대상자 없이 조사에 참여한 전체 각각 60,040명과 614

영양소를 균형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바른 성장

명을 최종 분석 대상자로 선별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Lee, 2012; Na 등,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PNU IRB/2020_134_HR)을

2019). 이에 청소년들의 식생활실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받은 후 시행하였다.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전국단위 대규모 조사의 원시자료를 공개하면서부터 정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부나 조사기관이 발표하는 결과 외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KNHANES, KYRBS 및 CBSF의 조사항목은 Table 1과

되어 왔다(KDCA, 2020b). KNHANES를 활용한 학술자료

같다. 세 가지 대규모 조사에서 청소년의 식생활 실태에 대

는 학위논문이 1,822건에 이르고, 검진조사 데이터를 활용

한 대표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고자 전체 조사항목들을 일반

한 논문은 1,210건, 건강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은

적 특성, 체위 및 체중조절 관련 실태, 식생활 실태와 외식행

청소년의 식생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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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식품 및 영양 섭취실태, 신체활동, 음주 및 흡연 행태,

지방의 섭취로부터 오는 열량 비율을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영양교육 및 식품표시사용 경험으로 나누어 각 조사 자료의

연령에 부합하는 권장섭취량(열량 섭취기준은 열량 필요 추

항목을 비교한 후, 일반적 특성(3문항), 체위 및 체중조절 관

정량, 칼륨 섭취기준은 충분섭취량, 나트륨 섭취기준은 목표

련 실태(5문항), 식생활(8문항)과 외식행태(4문항), 식품 및

섭취량을 적용)을 기준으로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비율을 분

영양 섭취실태(24시간 회상조사), 신체활동(3문항), 음주(4

석하였다.

문항) 및 흡연(6문항) 행태, 영양교육 및 식품표시사용 경험
(6문항) 등 총 40문항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KNHANES에서는 하루 60분 이상 신
체활동과 근력운동 일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KYRBS

일반적 특성에서 공통으로 조사된 성별과 나이 이외에 추

에서는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 근력강

가로 KNHANES에서는 가구원 수, 가구 세대구성, 가구소

화운동, 앉아서 보낸 시간, 체육 시간에 직접 운동한 횟수가

득, KYRBS에서는 가구 구성원 및 동거여부, 가구소득이 추

조사되었으며 CBSF에서는 신체활동 유무만이 조사되었다.

가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가구 구성원, 가구 세대구성에 대하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근력운동,

여 가구형태로 정리하였다.

체육 시간의 운동 등 3문항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체위 및 체중조절 관련 실태에서는 KNHANES에서 실제

음주행태는 조사가 이루어진 KNHANES와 KYRBS를 바

신장과 체중의 측정을 통한 소아･청소년 체질량지수 백분위

탕으로 분석하였다. 두 조사 모두 음주 경험, 음주빈도와 음

수를 산출하였으나 KYRBS와 CBSF에서는 설문조사를 통

주량, 폭음빈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질문에 대한 기

해 개인의 신장과 체중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모든 자

준이 상이하여 4문항 모두의 분석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료를 동일하게 체질량지수로 환산한 후, 소아･청소년 체질

흡연행태 역시 CBSF를 제외한 KNHANES와 KYRBS에

량지수 백분위수 결과로 체형을 분류하였다. KNHANES와

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KNHANES에서는 청소년의 흡연 경

KYRBS에서 조사된 주관적 체형인식과 KNHANES, KYRBS

험, 하루 흡연량, 처음 흡연 연령, 간접 흡연에 대한 조사가

및 CBSF의 체중조절 문항을 포함한 5문항을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 KYRBS에서는 흡연 경험, 처음 담배를 접한 시

분석하였다.

기, 매일 흡연 시작 시기, 최근 한 달간 흡연한 일수, 평균

식생활에 관련된 문항의 경우에는 조사마다 차이를 보였

흡연량, 흡연 장소, 담배 습득 경로, 담배 구입의 용이성, 금

다. KNHANES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의 결식 여부, 식사

연 시도, 금연 관련 홍보, 간접 흡연,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에

빈도, 동반 및 식이 보충제에 관한 문항, KYRBS에서는 아침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KNHANES에서는 해당 대상자의

식사 빈도, 과일 섭취 빈도, 탄산음료 및 단맛이 나는 음료,

수가 매우 적어 대표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

패스트푸드의 섭취빈도, CBSF에서는 식사 빈도 및 장소,

에서 제외하고, KYRBS자료를 이용하여 흡연 경험, 흡연 빈

결식 이유, 동반 식사의 빈도 및 계획, 간식의 횟수, 종류,

도, 평균 흡연량과 전자담배에 대한 경험 및 빈도, 가열담배

섭취장소, 식사의 규칙성, 학교급식의 영향 및 품질, 식생활

경험을 포함하여 6문항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에 대한 만족도, 국산 농산물이나 로컬 푸드, 친환경 식품

영양교육 및 식품표시 사용에서는 KNHANES에서는 영

등에 대한 관심, 혼밥, SNS의 이용 및 매체 등에 대한 문항이

양교육 여부, 영양표시 인지 및 이용 여부, 영양표시 중 관심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식생활 실태를

있는 영양소와 영향에 대해 조사되었고, KYRBS에서는 영양

대표할 수 있는 아침 식사 빈도, 결식 이유, 식사의 규칙성,

교육 경험 여부만이 조사되었다. CBSF에서는 영양교육에

식사 만족도, 선호식품(밥, 과일, 육류, 음료)에 대한 총 8문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식품 포장지의 표시사항,

항을 최종적으로 선별하였다. 외식과 관련하여 KNHANES

이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 그에 따른 의견이 조사되었다.

에서는 외식빈도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으나, CBSF에서

이에 본 연구에서는 KNHANES와 KYRBS의 영양교육 여부

는 외식의 빈도 외에 외식비용, 외식장소 및 선택 기준, 외식

와 KNHANES의 영양 표시 인지 및 사용, CBSF의 식품표시,

의 이유 등이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신뢰도에 대한 내용 등 총 5문항을 분석하였다.

외식행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식빈도, 외식장소, 외식의
이유, 외식 장소와 장소의 선택 기준을 분석하였다.
청소년들의 식품과 영양소 섭취 실태는 매우 중요한 항목

조사 항목별 변수는 통일성 있는 결과 비교를 위해 필요
시 변수를 조정하여 통계분석 하였으며, 같은 질문일지라도
변수 차이가 클 경우 각각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나 KYRBS와 CBSF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KNHANES의 조사만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KNHANES에서

통계분석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조사된 데이터를 원시자료 이용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IBM

지침서의 식품군 분류 기준에 따라 18개 군(곡류 및 그 제품,

Corporation,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감자 및 전분류, 당류 및 그 제품, 두류 및 그 제품, 종실류

세 가지 대규모 조사의 경우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

및 그 제품, 채소류, 버섯류, 과실류, 육류 및 그 제품, 난류,

pling design)로 이루어진 자료로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이용

어패류, 해조류, 유류 및 그 제품, 유지류, 음료 및 주류, 조미

지침에 따라 KNHANES는 표본층 KSTRATA, 집락 PSU,

료류, 기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탄수화물, 단백질,

가중치 itvex(건강설문, 검진조사), ntr(식생활조사,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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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조사)를 적용, KYRBS는 표본층 STRATA, 집락 CLUS-

에서는 69.0%, KYRBS는 73.0%, CBSF에서는 90.8%로 나

TER, 가중치 W를 적용하였고, CBSF은 한국농촌경제연구

타났다. ‘저체중’의 비율은 각각 8.9%, 6.9% 및 1.3%로 나

원의 표본가중치 적용 및 원시자료 이용지침에 따라 청소년

타났고, ‘과체중’과 ‘비만’의 비율은 KNHANES와 KYRBS

개인 최종가중치 PSFWT를 가중케이스로 적용하였다. 빈

에서 각각 22.1%, 20.1%, CBSF에서는 8.0%로 나타나 조사

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식사 섭취에 대한 남･여

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세 가지 조사 결과에서 비만도의

의 그룹 간 비교는 복합표본 일반선형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 기준으로 하였고, 분석 결과는 N

수 없었다. 단지 KNHANES는 실측을 통해서, KYRBS와

(weighted %), mean±standard error로 나타내었다.

CBSF의 경우는 자기기입식 조사임을 고려했을 때 조사 방
법의 차이가 있다. 또한 표본 추출 방식이 CBSF의 경우 반
복조사를 통한 트렌드 추정을 위하여 중복표본을 포함한다.

결과 및 고찰

이러한 조사 방법이나 표본추출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줄

일반적 특성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자신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KNHANES와 KYRBS

2와 같다. 연구 대상자는 KNHANES, KYRBS 및 CBSF 각

에서 조사되었는데 두 조사 모두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각 397명(남자 204명, 여자 193명), 60,040명(남자 30,463

자신이 ‘약간 뚱뚱’하거나 ‘매우 뚱뚱’하다고 보고한 비율이

명, 여자 29,577명) 및 614명(남자 310명, 여자 304명)이었

각각 37.1%, 41.6%로 매우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KNHANES에서는 15.72세,

보였다(P<0.001). 그러나 여자 청소년의 실제 체형이 과체

KYRBS에서는 15.16세 및 CBSF에서는 평균 15.75세로 동

중이나 비만인 비율은 18.7%와 16.7%로 남자 청소년들에

일 연령의 조사임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가구 형태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주관적 인식과 많은 차이가 있어 여자

는 KNHANES와 CBSF에서 조사되었는데,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에서 체형에 대한 인식이 매우 왜곡되어 있음을 알

비율은 각각 74.3%, 84.6%였고 한 부모 가정의 비율은 각

수 있었다. 체중 조절 경험에서도 경험이 있는 비율이 CBSF

각 15.0%, 12.9%로 나타났다.

에서 남성(9.6%)에 비해 여성이 현저히 높은 43.9%로 나타
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01),

체위 및 체중조절 관련 실태

KNHANES, KYRBS의 결과에서도 남성(31.9%, 24.9%)에

청소년 KYRBS의 체위 및 체중조절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남자의 신장과 체중은 각각 172.28 cm에 66.88

비해 체중감소에 대한 노력이 여자에서(52.6%, 43.0%) 유
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kg, 170.78 cm에 64.09 kg 및 170.08 cm에 63.80 kg인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각각 신장 161.45 cm에 체중

바람직한 체형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55.38 kg, 160.35 cm에 53.44 kg 및 160.01 cm에 51.42

않아 TV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체형을 주관적 기준

kg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

에 따라 왜곡되게 인식함으로 인해 체중감량을 시도하기 때

(KDCA, 2017a; Yun 등, 2018)의 성별, 연령별 백분위수를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Kang 등, 2006; Ma, 2012). 즉, 현대

기준으로 비만도를 분류한 결과 ‘정상 체중’이 KNHANES

사회에서 마른 체형이 아름답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대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KNHANES1)
Sex
Boys
204 (50.6)4)
Girls
193 (49.4)
Age
Middle school student
－
High school student
－
Mean±SE
15.72±0.10
Type of household
Two parents＋unmarried children
283 (74.3)
Single parent＋unmarried children
65 (15.0)
Three generation
35 (8.2)
Others
14 (2.6)
Total
397 (100.0)
1)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
KYRBS,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3)
CBSF,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4)
N (weighted %).

KYRBS2)

CBSF3)

30,463 (52.1)
29,577 (47.9)

310 (52.0)
304 (48.0)

30,229 (50.3)
29,811 (49.7)
15.16±0.02

208 (43.0)
406 (57.0)
15.75±1.66

50,354 (84.6)
8,035 (12.9)
0 (0.0)
1,651 (2.5)
60,040 (100.0)

－
－
－
－
6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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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quency of breakfast of the subjects
Frequency of breakfast
5∼7 times/week
3∼4 times/week
1∼2 times/week
Never
Total
1)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2)
KYRBS,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3)
CBSF,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4)
N (weighted %).

KNHANES1)
195 (54.5)4)
46 (13.7)
46 (13.4)
62 (18.4)
349 (100.0)
Examin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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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RBS2)
31,234 (52.0)
8,718 (14.4)
8,960 (14.9)
11,128 (18.7)
60,040 (100.0)

CBSF3)
4,651 (76.4)
89 (16.2)
39 (4.4)
21 (3.0)
614 (100.0)

중매체가 청소년기의 신체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가 고등학교 때부터라고 응답한 비율이 38.7%로 가장 높았

있기 때문이다(Kim, 2005). Jung(2020)의 중･고등학교 여

고, 대학생(25.7%), 중학생(23.4%) 때부터 순으로 나타나

학생의 체형인식 왜곡에 따른 건강행태 및 식습관에 관한

청소년 시기의 아침 식사 결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연구에서도 실제 체중이 저체중이거나 정상체중임에도 불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침 식사는 신체 대사과정을 움직

구하고 자신이 살이 찐 편으로 인지하는 체형 인식 왜곡 비

이는 초기 단계로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와 에너지를 공급하

율이 중학생에서 43.7%, 고등학생에서 56.3%로 높게 나타

는 과정으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이다(Affenito 등,

났으며, 이러한 체형인식 왜곡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부모

2005; Kye, 2019). 특히 청소년의 아침 결식은 비만이나

의 학력,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상태)이나 건강관련 요인(주

각종 만성질환과 연계되어 있고 학업성적과 인지기능에까

관적 건강 인지, 음주와 흡연여부, 중등도 신체활동, 앉아서

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Kye, 2019).

보낸 시간), 심리적인 요인(스트레스 인지정도, 슬픔이나 절

CBFS에서는 식사 빈도 외에도 다양한 식생활 실태를 조

망감, 자살생각 등)과 식습관(아침 결식과 과일 섭취 빈도)

사하였는데(Table 5) 결식의 이유로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중조절, 특히 체

서(78.3%)’와 ‘먹고 싶지 않아서(51.0%)’가 주된 이유인 것

중을 줄이고자 하는 데 대한 원인을 복합적인 요인들로 분석

으로 나타났고, 25.4%가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여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체형인

답하였으며 대부분(64.5%)이 현재의 식생활에 만족하는 것

식과 식습관에 대한 교육, 영양 상담을 통한 적절하고 건강

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도 조사하였는데

한 체중감량을 위한 식생활 관리 방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밥류에서는 흰쌀밥(69.7%), 과일류에는 사과(11.0%), 딸기

생각된다.

(10.5%), 귤(9.6%) 순으로, 육류는 돼지고기(43.1%)와 닭
고기(27.8%)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

식생활 실태

(2019b)의 중학생의 영양상태 및 식행동 실태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식생활 실태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 대상인

쌀밥을 선호하였고(52.9%), Kang과 Kim(2008)의 여고생

모든 조사에서 아침 식사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일주일에 5

의 식사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쌀밥의 선호가 52.9%로

회 이상 아침 식사를 하는 비율은 각각 54.5%, 52.0% 및

가장 많았으며 잡곡밥의 선호가 8.0%로 매우 낮은 것으로

76.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주일에 1~2회 이하로 아침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우리가 주식으로

식사를 하는 비율은 각각 31.8%, 33.6% 및 7.4%로 나타나

섭취하는 쌀은 도정도에 따라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아침 결식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KNHANES에

칼륨 등의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의 손실이 커지게 된다

의한 청소년의 아침 식사 결식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Lee, 2015). 쌀과 찹쌀 이외에 보리, 율무, 콩, 조, 기장,

31.0%, 2015년 32.6%, 2016년 34.6%, 2017년 35.4%로

수수 등을 잡곡이라고 말한다(Kim과 Lee, 2006). 잡곡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KDCA, 2017b). KYRBS의

식이섬유, 저항전분, 올리고당 등 탄수화물의 좋은 공급원으

조사에서도 아침 결식률이 2015년 27.9%, 2016년 28.2%,

로 대장질환 등 소화기계 질환에 효과적이며, 혈압을 낮추거

2017년 31.5%로 나타나(MOE와 KDCA, 2017) 지속해서

나 당뇨병 및 고혈압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등 다양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CBFS에서의 아침 식사

생리적 기능이 밝혀져 왔다(Lee, 2015; Kim 등, 2017). 따

비율은 다른 두 조사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조사별 수치의

라서 청소년들이 잡곡밥과 잡곡이 포함된 다양한 식품의 섭

차이에 대한 원인은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취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BFS에서는 아침 식사 결식뿐만 아니라 모든 끼니의 식사

또한, CBSF에서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음료도 조사한

빈도와 결식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설문을

결과로 탄산음료(32.8%), 가공우유(13.0%), 흰 우유(11.5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임을 고려하였을 때 설문 응답 결과에

%)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의 고등학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생의 카페인 함유 음료의 섭취실태를 조사한 Do 등(2014)

Yu 등(2003)의 여대생 연구에서 아침 결식이 시작된 시기

의 연구에서도 탄산음료(90.9%), 가공유와 코코아(79.0%)

이수진 ․ 류호경

102

Table 5. Dietary conditions and preferred foods of the subjects
by CBSF
CBSF1)
Reason for skipping meal2)
Not enough time
Do not want eat
Health (diet, dietary control etc.)
Not be able to prepare
Total
Regular meals
Regular
Irregular
Satisfaction of meals
Very satisfied
Satisfied
Usual
Very unsatisfied
Preferred rice4)
White rice
White＋brown rice
Brown rice
Mixed grain rice
Preferred fruit
Apple
Strawberry
Tangerine
Banana
Others5)
Preferred meat
Beef
Pork
Chicken
Duck
Meat product (ham, bacon)
Favorite drink
Soda
Processed milk
White milk
100% fruit juice
Others

210 (78.3)3)
145 (51.0)
18 (7.5)
17 (8.3)
390 (100.0)
452 (74.6)
162 (25.4)
14 (2.5)
392 (62.0)
198 (33.8)
10 (1.7)

있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과량의 카페인 섭취는 신체적, 정신
적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Kang, 2020), 특히 청소년에게
혈압 상승과 고혈압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Savaca 등,
2004)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카페인 함유 음료를 편의점을
통해 쉽게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으며,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
금지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로 86.7%가 판매금지를 원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Sim, 2020) 청소년들의 카페인 음료
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식행태
청소년의 외식행태는 Table 6과 같다. KNHANES에서는
외식 빈도만 조사되었는데, 대상자의 45.2%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주일에 5~6일 외식을
하는 경우도 49.8%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상자가 거의 매일

416 (69.7)
68 (10.6)
15 (2.2)
115 (17.4)
80 (11.0)
63 (10.5)
52 (9.6)
49 (9.3)
370 (59.6)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F의 결과에서는 외식의
빈도가 ‘일주일에 한 번’인 경우가 27.2%로 가장 많았고, 그
보다 더 자주 하는 비율이 ‘일주일에 2~3회’인 경우(17.5%)
로 나타났다.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나 지인 혹
은 혼자서 외식을 하는 장소로는 ‘편의점’이 37.8%로 가장
높았으며, 외식을 하는 이유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서(51.9%)’가 가장 많았고, ‘근로나 학업 등의 이유로 가정에
서 식사가 어려워서’ 외식하는 경우(36.9%)가 그 뒤를 이었

147 (21.8)
253 (43.1)
167 (27.8)
9 (1.2)
38 (6.1)

다. 외식장소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음식의 맛(42.0

196 (32.8)
69 (13.0)
85 (11.5)
56 (8.5)
208 (34.3)

인다(Jo와 Kim, 2004; Na 등, 2019). 특히 학교 및 학원

Total
614 (100.0)
1)
CBSF,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2)
Multiple response.
3)
N (weighted %).
4)
Preferred foods-priority.
5)
Grape, pear, kiwi, oriental melon, watermelon, tomato, peach,
orange, grapefruit, cherry, blueberry, mango, pineapple, persimmon.

%)’, ‘가격(20.6%)’, ‘위생(11.4)’의 순으로 나타나 외식 시
음식의 맛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양식의 변화와 식품산업, 외식산업 등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의 음식 소비 실태가 과거와는 다른 소비양상을 보
등으로 인해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하루 한 끼 이상의 외식은
불가피한 실정이다(Bae, 2007). 2016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이 하루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비율이 남자
54.3%, 여자 51.5%로 두 명 중의 1명 이상이 하루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DCA, 2017b). 외식은 고열
량, 저영양 식품 섭취 등의 부적절한 식생활행태뿐만 아니라
채소 섭취량과 섭취 빈도가 낮아지고(Lee와 Kim, 2014; Na
등, 2019) 지방, 나트륨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과체중 및 비
만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공 향신료, 색소, 단순당의 섭취를
증가시키므로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Choi,

등의 음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008; Lee 등, 2017; Na 등, 2019).

이는 청소년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탄산음료의 톡 쏘는

Kim 등(2018)의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면류(64.5%),

강한 맛과 청량감으로 탄산음료에 대한 높은 기호도를 가지

김밥류(58.0%), 음료수(42.2%). 샌드위치류(25.3%), 과자

기 때문이다(Oh와 Jang, 2014; Kang 등, 2006). 탄산음료

류(24.1%) 순으로 식사를 대신하여 편의식품을 섭취하는

는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비만이나 충치 등의 각종 질병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편의식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먹

유발될 수 있고, 탄산음료의 과도한 섭취는 상대적으로 영양

기 간편해서(26.5%)’, ‘시간이 없어서(20.1%)’, ‘맛있어서

이 풍부한 식품의 섭취를 제한할 수 있다(Kang 등, 2006).

(19.1%)’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상대

또한 초콜릿이나 커피가 함유된 가공우유의 섭취는 탄산음

적으로 과일, 채소, 우유와 같은 영양상으로 건강한 식품의

료와 함께 카페인을 과량으로 섭취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섭취는 낮고, 패스트푸드, 라면, 과자와 같은 식품들의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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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ating-out behaviors of the subjects by CBSF
KNHANES1)
Frequency of eating-out
Over 2 times/day
Once/day
5∼6 times/week
3∼4 times/week
1∼2 times/week
1∼3 times/month

CBSF2)

50 (16.4)3)
107 (28.8)
175 (49.8)
8 (2.0)
8 (2.6)
1 (0.4)

Eating-out place
Restaurant
CVS4)
Street food
School cafeteria
Reason for eating-out
To enjoy delicious food
Difficulty in eating at home
Inconvenience of cooking
Special day
Criteria to choose place for eating-out
Sanitation
Price
Service
Atmosphere
Healthy food
Flavor of food
Quantity of food
Diversity of menu
Others5)

Everyday
4∼5 times/week
2∼3 times/week
Once/week
Once/2 weeks
Under once/month
No response

－
－
－
－
－
－
－
－
－
－
－
－
－
－
－
－
－
－
－

6 (0.3)
57 (7.2)
97 (17.5)
169 (27.2)
87 (14.1)
89 (13.9)
109 (17.8)
169 (33.1)
192 (37.8)
84 (17.6)
60 (11.4)
272 (51.9)
177 (36.9)
23 (3.8)
33 (7.4)
56 (11.4)
107 (20.6)
16 (3.1)
11 (1.8)
14 (3.0)
207 (42.0)
31 (7.2)
39 (6.7)
24 (4.8)

Total
349 (100.0)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
CBSF,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3)
N (weighted %).
4)
CVS, Convenience store.
5)
Convenient transportation, ease of booking, facilities.

614 (100.0)

1)

는 높은 행태를 보이므로(Lee와 Kim, 2014; Kim 등, 2017)

타민 A(67.10%, 72.68%), 니아신(88.03%, 78.77%), 비타

편의식품을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에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민 C(53.51%, 64.31%), 칼슘(62.70%, 62.23%), 철(87.04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방안이 요구된다.

%, 65.16%), 식이섬유(86.94%, 87.11%), 칼륨(74.81%,
59.30%)의 섭취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식품 및 영양 섭취실태
식품군별 식품 섭취량과 영양소 섭취량은 KNHANES에
서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다. 남자에 비해 여자의 섭취비율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난
영양소는 티아민, 인, 철, 나트륨 및 칼륨인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7과 같다. 총 섭취한 식품의 양은 평균 1,353.05 g으로 남자

본 연구 결과 채소류를 포함한 식물성 식품의 섭취가 부족

(1,474.39 g)가 여자(1,230.35 g)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은

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타민 A와 C, 니아신, 식이섬유, 칼륨

것으로 나타났고(P<0.01), 특히 곡류군(P<0.01), 채소류

을 권장섭취량보다 부족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

(P<0.01), 해조류(P<0.05), 기름과 지방(P<0.05), 양념류

년의 채소류 섭취량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1998년부터

(P<0.001)의 섭취량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육류, 난류, 우유류 같은 동물성 식품은 섭취량이 꾸준히 증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으로 청소년의 탄수화물,

가하였으나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등의 섭취량은 변화가

단백질 및 지방으로부터 섭취한 열량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거의 없거나 감소하는 추세이며(KDCA, 2011), ‘국민건강

평균 탄수화물 에너지 비 58.79%, 단백질 에너지 비 14.65

증진종합계획 2020’에서도 하루 500 g 이상의 채소와 과일

%, 지방 에너지 비 25.18%로 남･여 모두 적정 섭취비율 범

을 섭취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다(Korea

위 내에 해당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비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6). 채소류는 에너지가 적

율을 분석한 결과, 남･여 각각 에너지(89.17%, 90.57%), 비

으면서 비타민과 무기질의 주요 공급원으로 건강 유지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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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ood intakes and percent of RNI1)
KNHANES2)
Girls

Boys
Food groups (g)
Total food
Cereals
Potatoes and starches
Sugars and sweetners
Pulses
Nuts and seeds
Vegetables
Fungi and mushrooms
Fruits
Meats
Eggs
Fish and shellfishes
Seaweeds
Milks
Oils and fat
Beverages
Seasoning
Cooked and processed food
Other
Energy distribution4)
% Carbohydrate (55∼65)
% Protein (7∼20)
% Fat (15∼30)
% RNI
Energy5)
Protein
Vitamin A
Thiamin
Riboflavin
Niacin
Vitamin C
Calcium
Phosphate
Iron
Fiber
Sodium6)
Potassium7)

1,474.39±42.073)
320.91±13.77
52.28±5.53
13.60±1.92
51.24±8.43
4.33±1.45
209.36±11.55
9.76±1.42
164.86±25.37
165.81±10.14
58.25±14.17
103.70±9.34
42.79±10.04
265.23±14.12
9.11±0.79
335.63±28.88
40.68±3.12
136.170±15.99
5.92±3.61

1,230.35±52.07
263.18±12.48
46.11±6.71
15.74±2.62
40.50±6.93
6.25±3.50
162.72±11.09
13.89±4.97
172.79±20.92
148.70±21.61
39.49±5.08
82.51±10.36
25.30±5.87
259.06±24.54
6.90±0.68
281.50±33.57
27.57±2.04
103.04±11.25
0.72±0.09

Total

P

1,353.05±32.55
292.49±9.40
49.54±3.95
14.70±1.77
46.42±5.67
5.29±1.90
186.28±7.78
11.92±2.83
168.63±16.05
157.45±11.97
48.88±7.56
93.35±7.58
34.56±7.34
262.02±13.79
7.98±0.50
309.62±22.98
34.18±2.12
120.47±10.11
3.33±2.01

0.001**
0.003**
0.508
0.469
0.327
0.613
0.004**
0.411
0.816
0.458
0.221
0.098
0.036*
0.850
0.045*
0.209
0.000***
0.096
0.159

59.43±0.79
14.82±0.32
24.30±0.70

58.14±1.32
14.49±0.37
26.07±1.22

58.79±0.77
14.65±0.24
25.18±0.73

89.17±2.75
179.04±6.73
67.10±3.84
132.98±6.20
118.68±4.81
88.03±3.65
53.51±4.30
62.70±2.62
101.54±3.44
87.04±4.03
86.94±4.34
179.19±6.95
74.81±2.64

90.57±3.34
167.72±7.94
72.68±4.38
98.44±5.16
135.13±7.79
78.77±5.25
64.31±9.24
62.23±4.09
79.88±3.51
65.16±2.75
87.11±4.73
138.47±7.42
59.30±2.97

89.86±2.20
173.41±5.32
69.87±3.17
115.81±4.23
126.86±4.72
83.43±3.20
58.88±4.66
62.47±2.35
90.77±2.52
76.16±2.73
87.03±3.26
158.95±5.33
67.10±2.01

0.405
0.516
0.202
0.743
0.263
0.298
0.000***
0.067
0.143
0.322
0.925
0.000***
0.000***
0.979
0.000***
0.000***

1)

RNI, Recommended Nutrient Intake.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3)
Mean±SE.
4)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2015.
5)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6)
Goal intake.
7)
Adequate intake.
*
P<0.05, **P<0.01, ***P<0.001.
2)

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채소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변비를

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예방하고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포만

본 연구 결과 칼슘의 섭취량이 남･여 모두 권장섭취량에

감을 주고, 위장통과 속도를 조절하여 에너지 및 영양소의

미치지 못하였는데, 제6차 KNHANES의 결과에서도 청소

과잉 섭취 억제에도 도움이 되어 각종 대사성 질병을 예방하

년의 칼슘 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의 57.0%밖에 되지 않는 것

는 데 도움이 되므로(Koo 등, 2011; Lee와 Kim, 2014) 어

으로 나타나(KDCA, 2015) 지속해서 청소년의 칼슘 섭취

린 시절부터 채소류의 섭취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영양교육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유 섭취의 부족

을 통해 채소에 대한 기호도를 높이거나 다양한 채소를 섭취

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칼슘 급원 식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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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MOHW와 KNS, 2015), 우

과 근력운동에 대한 문항뿐만 아니라 학교 체육 시간의 신체

유를 권장 수준인 하루 2컵을 충족시키는 비율은 15.7%에

활동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어 대상자가 설문 조사 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우유 섭취가 매우 부족한

본인이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

것으로 나타났다(Kang 등, 2011). 우유는 양질의 단백질,

로 생각된다. KYRBS의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의

비타민 A, D, B12, 리보플라빈, 칼륨,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남학생 15.7%, 여학생 5.4%에서

가 풍부하고, 영양소 이외에 면역글로불린, 호르몬, 성장인

2019년 남학생 21.5%, 여학생 7.3%로 나타나 소폭 증가하

자 등 생리활성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청소년의 영양

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나(KDCA, 2020a), 청소년의 전반

섭취 향상과 신체발달, 건강에 기여하는 중요한 식품이므로

적인 신체활동 수준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Kim, 2010; Kim, 2016) 카페인의 함량이 높은 가공유의

근력운동의 경우 KNHANES에서 61.8%, KYRBS에서

섭취보다는 흰 우유의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48.3%가 일주일 동안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KYRBS

것으로 보인다.

에서 학교 체육 시간에 운동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도 전혀
없는 경우(17.3%)와 일주일에 1번(19.0%)인 경우도 상당

신체활동

수 나타났다.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관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신체

선행연구 결과 신체활동 참여시간이 많은 청소년들이 비

활동은 KNHANES, KYRBS 및 CBSF에서 모두 조사하였는

만도가 높은 경우라도 신체활동 참여시간이 적은 청소년들

데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는

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심혈관질환 위험지수

비율이 KNHANES와 CBSF에서는 각각 60.4%, 82.0%로

가 통계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ark 등,

나타나 신체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

2010). 또한 Moon(2019)의 연구에서는 평소에 청소년의

기구 Guthold 등(2020) 연구팀이 발표한 1,600만 명의 청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마다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소년들을 대상으로 불충분한 신체활동의 세계적인 추세를

1.05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발한 신체활동은 인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남학생들의 78%, 여학생들의

슐린이나 중성지방 수준, 대사증후군과 역상관 관계를 나타

85%가 운동을 매우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Brage 등, 2004). Ferguson 등(1999)

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순위가 전체 146개국 중 남학생은

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때 적절한 운동은 혈중 중성지방, 혈

145위, 여학생의 경우 146위로 가장 활동적이지 않은 것으

중 인슐린 농도, 체지방률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을

나타나 청소년기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알 수 있었다. 그러나 KYRBS의 조사의 경우 36.3%로 다른

할 수 있다. Kim과 Park(2012)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동

두 조사에 비하여 신체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과 영양교육을 통한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 프로그램 참여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KYRBS의 조사 항목에는 신체활동

후 허리둘레가 감소하고 심폐 지구력, 유연성, 근지구력 등

Table 8. Physical activity of the subjects
Physical activity4)
Over 5 days/week
3∼4 days/week
1∼2 days/week
Never (no)
Muscular exercise
Over 5 days/week
3∼4 days/week
1∼2 days/week
Never
Exercise in PE6) class
Over 3 times/week
2 times/week
Once/week
Never

KNHANES1)

KYRBS2)

CBSF3)

33 (7.7)5)
39 (10.1)
86 (21.9)
236 (60.4)

8,585 (14.0)
11,345 (18.7)
18,548 (31.0)
21,562 (36.3)

103 (18.0)

29 (8.2)
33 (8.4)
86 (21.6)
246 (61.8)

6,545 (10.8)
7,515 (12.5)
17,264 (28.4)
28.716 (48.3)

－
－
－
－

－
－
－
－

20,395 (32.2)
18,239 (31.5)
11,154 (19.0)
10,252 (17.3)

－
－
－
－

60,040 (100.0)

614 (100.0)

Total
394 (100.0)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
KYRBS,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3)
CBSF,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4)
≤60 minutes/day.
5)
N (weighted %).
6)
Physical education.
1)

511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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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습관이 전반적으로 바

(38.1%)’, ‘소주 1~2병(23.2%)’, ‘소주 3~4잔(16.2%)’, ‘소

람직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꾸준한 운동을 포함한 규

주 2병 이상(13.5%)’순으로 나타났으며, 폭음빈도는 대부분

칙적인 신체 활동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

(83.6%)이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KYRBS의 청소년의

다고 생각된다.

음주율은 2008년 남자 26.1%, 여자 22.6%에서 2018년 남
자 18.7%, 여자 14.9%로 나타나(KDCA, 2020a) 전반적으

음주행태

로 감소하는 추세이나(Kim 등, 2020), 본 연구 결과 여전히

청소년의 음주행태에 대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KN-

높은 음주 경험률을 보이고 있었다.

HANES와 KYRBS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두 조사에서 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손쉽게 많이 사용하는 유해물

주 경험률은 각각 33.5%, 42.3%로 나타났다. KNHANES의

질은 알코올이다(Lee와 Yu, 2020). 음주는 대사증후군 위

지난 1년간 음주빈도를 살펴보면 음주 경험이 있는 대상자

험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 중의 하나로서, 여러 선행

중 ‘한 달에 한 번 미만’ 음주를 하는 경우 49.3%로 가장

연구에서 음주와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이 밝

많았고, ‘한 달에 2~4회(22.1%)’, ‘일주일에 2~3회(3.9%)’

혀져 왔다(Baik과 Shin, 2008; Lee 등, 2011; Lee, 2012;

순으로 나타났다.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의 경우 ‘1~2잔

Yoon 등, 2004). Min과 Kang(2017)의 청소년의 음주행태

(38.1%)’, ‘3~4잔(17.2%)’, ‘7~9잔(16.2%)’ 순으로 나타났

와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들과의 관련성 분석 연구에서는

으며, 폭음빈도에서도 ‘한 달에 한 번 미만(21.1%)’, ‘한 달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이 5잔 이상일 경우에 고중성지방혈

에 한 번(16.8%)’ 순으로 나타났다. KYRBS에서 음주 경험

증의 위험성이 2.2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이 있는 대상자 중 ‘한 달에 1~2일(22.4%)’ 음주하는 빈도

경우 음주빈도와 혈중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남자의 경

가 가장 높았다.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의 경우 ‘소주 1~2잔

우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혈중 중성지방의 증가와 관련이 있

Table 9. Drinking status of the subjects
KNHANES1)

KYRBS2)

Drinking experience
Yes
No
Total

124 (33.5)3)
271 (66.5)
395 (100.0)

24,697 (42.3)
35,343 (57.7)
60,040 (100.0)

Frequency of drinking
2∼3 times/week
2∼4 times/month
Once/month
< Once/month
Never
Total

5 (3.9)
25 (22.1)
14 (10.4)
61 (49.3)
19 (14.4)
124 (100.0)

Everyday
20∼29 days/month
10∼19 days/month
6∼9 days/month
3∼5 days/month
1∼2 days/month
Never
Total

47 (42.3)4)
17 (17.2)
11 (12.3)
19 (16.2)
11 (12.0)
105 (100.0)

1∼2 glasses of soju5)
3∼4 glasses of soju
5∼6 glasses of soju
<1∼2 bottles of soju
2 bottles of soju ≤
Total

3,768 (38.1)
1,557 (16.2)
865 (9.0)
2,218 (23.2)
1,259 (13.5)
9,667 (100.0)

3 (2.3)
5 (4.5)
16 (16.8)
24 (21.1)
57 (55.4)
105 (100.0)

5 days/month ≤
3∼4 days/month
1∼2 days/month
Never
Total

224 (2.5)
168 (1.8)
1,162 (12.1)
8,113 (83.6)
9,667 (100.0)

Average of drinking volume at a time
1∼2 glasses
3∼4 glasses
5∼6 glasses
7∼9 glasses
10 glasses ≤
Total
Frequency of binge drinking
Almost everyday
Once/week
Once/month
< Once/month
Never
Total
1)

203 (0.9)
244 (1.1)
744 (3.1)
1,039 (4.4)
1,959 (8.1)
5,478 (22.4)
15,030 (60.1)
24,697 (100.0)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YRBS,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3)
N (weighted %).
4)
Only divided by the number of glasses (no distinction between soju and hard liquor).
5)
1∼2 glasses of soju (<1 bottle of beer), 3∼4 glasses of soju (2 bottle of beer, 3 glasses of hard liquor), 5∼6 glasses of soju
(3 bottle of beer, 5 glasses of hard liquor), <1∼2 bottles of soju (4 bottle of beer, 6 glasses of hard liquor), 2 bottles of soju≤
(8 bottle of beer, 12 glasses of hard liqu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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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청소년의 음주가 성인기의 대사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

Table 10. Smoking status of the subjects by KYRBS

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기의 음주는 성인보다 적은 양의

KYRBS1)

알코올 섭취로도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판단력을 저하하고

Experience of smoking
Yes
No
Total
Frequency of smoking
Everyday
20∼29 days/month
10∼19 days/month
6∼9 days/month
3∼5 days/month
1∼2 days/month
Never
Total
Average smoking volume
<1 cigarette/day
1 cigarette/day
2∼5 cigarettes/day
6∼9 cigarettes/day
10∼19 cigarettes/day
20≤ cigarettes/day
Total
Experience of e-cigarette3)
Yes
No
Total
Frequency of e-cigarette
Everyday
20∼29 days/month
10∼19 days/month
6∼9 days/month
3∼5 days/month
1∼2 days/month
Never
Total
Experience of heated tobacco4)
Yes
No
Total

주의력이나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며, 뇌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Lee와 Yoo, 2020) 그 위
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음주에 큰 영향을 미치
는 또래 집단, 즉 음주하는 친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 중 음주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또는 가족이나 친척이
명절이나 제사 등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음주를 권유받은 경
험이 증가할수록 폭음 등의 문제 음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Kim 등, 2020) 음주자 개인뿐 아니라 부모나 또래
친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흡연행태
청소년의 흡연행태에 대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KNHANES와 KYRBS에서 흡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
나 KNHANES에서는 12.4%의 청소년들이 흡연의 경험이
있고, 소수가 하루 흡연량에 대한 응답을 한 것뿐이므로 조사
대상자의 수도 많고 다양한 조사를 실시한 KYRBS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흡연 경험률은 14.9%로 KNHANES
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 중 매일 흡연하는 비율은
21.8%로 나타났다. 지난 한 달 평균 흡연량은 ‘하루 1개비
미만(17.0%)’으로 적은 경우도 있었으나 ‘하루 2~5개비
(30.9%)’와 ‘하루 6~9개비(21.5%)’의 비율이 높아 흡연하
는 청소년들의 하루 흡연량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전자담배의 경험률도 7.9%로 나타났는데 이 중 61.7%가
중학교 때 처음 전자담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5%는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34.1%가 지금도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으며
8.5%는 거의 매일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열담배의 경험률은 2.9%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흡연, 음주와 관련된 건강 행동은 신체적 성
숙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독성물질과의 접촉에 따른 손상
정도가 성숙세포나 조직에 비해 더 심각하고(Kim과 Kang,

8,540 (14.9)2)
51,500 (85.1)
60,040 (100.0)
1,771 (21.8)
362 (4.5)
378 (4.5)
267 (3.1)
310 (3.6)
634 (7.3)
4,818 (55.2)
8,540 (100.0)
661 (17.0)
345 (9.3)
1,155 (30.9)
786 (21.5)
455 (12.4)
320 (8.9)
3,722 (100.0)
4,366 (7.9)
55,674 (92.1)
60,040 (100.0)
261 (6.3)
94 (2.2)
162 (3.9)
216 (5.1)
230 (5.5)
493 (11.1)
2,910 (65.9)
4,366 (100.0)
1,568 (2.9)
58,472 (97.1)
60,040 (100.0)

1)

KYRBS,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N (weighted %).
3)
Electronic cigarette.
4)
iQos, Glo, Lil.
2)

2007), 이러한 행동이 성인기까지 계속되는 경향이 높아 장
기간 몸에 축적되어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Jung

2007; Park과 Yim, 2018). 청소년의 전체 흡연율은 지속해

등, 2016) 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전자담배는 일반담배

서 감소하는 추세이나(Bae와 Yoon, 2019), 전자담배를 이

와 달리 연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터리를 이용해 니코틴과

른 나이에 시작한 청소년일수록 전자담배를 빈번하게 사용

가행물질, 글리세린 등이 포함된 용액을 가열하여 기체 형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령 초기부터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로 흡인하도록 하는 기구이다(Lee, 2019). 선행연구 결과

사용에 대한 정확한 중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Lee,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약 75% 이상이 일반담배를

2019).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Lee 등, 2014a), 특히
전자담배의 사용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청소년과 청년집

영양교육 및 식품표시 사용 경험

단에서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Lee, 2019). 청소년기

영양교육과 식품표시 사용의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의 흡연은 주로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이 성장호르몬에

Table 11과 같다. KNHANES와 KYRBS에서 영양교육을

영향을 주어 신체적 성장장애와 혈관계 및 저산소혈증으로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1.2%와 47.2%로 나타나 조사

발생하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된다(Byeon과 Lee,

간 차이를 보였다. KNHANES 조사에 의하면 영양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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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Experience of nutrition education and using food label of the subjects
Nutrition education
Yes
No
Cognition of nutrition label
Yes
No
Check of nutrition/ food label
Yes
No5)
Satisfaction with food label
Totally satisfied
Satisfied
Usual
Unsatisfied
Reliability of food label
Great reliability
Confidence
Usual
No reliability

KNHANES1)

KYRBS2)

CBSF3)

72 (21.2)4)
277 (78.8)

29,014 (47.2)
31,026 (52.8)

－
－

332 (95.8)
17 (4.2)

－
－

－
－

115 (33.2)
217 (62.6)

－
－

375 (58.7)
239 (41.3)

－
－
－
－
－
－
－
－
－

－
－
－
－

4 (1.0)
325 (53.4)
274 (43.9)
11 (1.7)

－
－
－
－

7 (1.5)
295 (46.8)
295 (48.2)
17 (3.5)

60,040 (100.0)

614 (100.0)

Total
349 (100.0)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
KYRBS,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3)
CBSF,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4)
N (weighted %).
5)
No (rarely to see, never).
1)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95.8%로 매우 높았으나 이를

이 상이하여 더욱 많은 항목을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이용하는 비율은 33.2%로 매우 낮았다. CBSF 조사에 의하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KNHANES, KYRBS 및 CBSF를

면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은 58.7%인 것으로 나타났는

종합하여 결과를 도출한 새로운 시도의 논문으로서, 본 연구

데 이는 식품표시에 만족하는 비율이 54.4%인 것과 식품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상태, 식생활과 영양 섭취실태,

시를 신뢰하는 비율이 48.3%인 것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신체활동, 음주 및 흡연 등과 같이 전반적인 식생활실태를

생각된다. Jung 등(2014)의 연구에서는 식품표시에 대해 확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대규모 조사 결과의 활용은 향후

인하지 않는 비율은 남학생 58.8%, 여학생 61.8%로 나타났

청소년 건강을 위한 영양과 보건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

고, 그 이유로는 식품의 습관적인 구매로 인한 경우가 가장

료로 활용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았으며,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구입하는 식품

요

약

은 주로 완제품으로 포장된 식품이므로 이들이 식품을 구입
할 때 식품표시나 영양표시에 대해 인지하고 확인하는 것은

본 연구는 2018년 KNHANES, KYRBS 및 CBSF 등의 대규

매우 중요한 일이다. Lee 등(2014b)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청소년(13~18세)의 전반적

한 식생활 교육이 식행동과 영양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

인 식생활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KNHANES

한 연구에서 올바른 식품 선택과 관련된 행동의 변화로 ‘가

397명(남자 204명, 여자 193명), KYRBS 60,040명(남자

공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경우가 교

30,463명), CBSF 614명(남자 310명, 여자 304명)이었다.

육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ong(2009)

청소년의 과체중과 비만의 비율은 KNHANES와 KYRBS에

의 연구에서는 영양표시를 잘 확인하는 사람일수록 식생활

서 각각 22.1%, 20.1%로 나타났고, 자신의 체형에 대한 주

태도가 바르고 영양지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에

관적 인식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자신이 ‘약간 뚱뚱’하거나

게 좀 더 적극적으로 영양교육을 제공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

‘매우 뚱뚱’하다고 보고한 비율이 각각 37.1%와 41.6%로

할 것으로 생각되며, 청소년 대상의 영양교육에서는 이들이

매우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KNHANES,

식품을 선택할 때 자신에게 적절한 좋은 식품을 선택할 수

KYRBS 및 CBSF에서 아침 결식률은 각각 31.8%, 33.6%

있도록 식품표시와 영양표시의 확인 중요성과 함께 확인 방

및 7.4%로 나타났으며, 결식 이유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법 및 내용 해석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8.3%)’, ‘먹고 싶지 않아서(5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각 대규모 조사의 연구 목적에 따라 조사 항목

대상자의 45.2%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외식’을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식생활실태

나타났고, 외식장소는 ‘편의점(37.8%)’, 외식 이유는 ‘맛있
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51.9%)’, 장소 선정 시에는 ‘음식의
맛(42.0%)’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KNHANES
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식사 섭취를 분석한 결과 총 섭취한
식품의 양은 평균 1,353.05 g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
적으로 섭취량이 많았고(P<0.01), 곡류군(P<0.01), 채소류
(P<0.01), 해조류(P<0.05), 기름과 지방(P<0.05), 양념류
(P<0.001)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대상
자의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 비율을 분석한 결과, 남･여 각각
에너지(89.17%, 90.57%), 비타민 A(67.10%, 72.68%), 니
아신(88.03%, 78.77%), 비타민 C(53.51%, 64.31%), 칼슘
(62.70%, 62.23%), 철(87.04%, 65.16%), 식이섬유(86.94
%, 87.11%), 칼륨(74.81%, 59.30%)의 섭취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NHANES, KYRBS 및
CBSF에서 ‘일주일 동안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36.3~82.0%로 조사 간 차이는 있었으나
운동량이 매우 적음을 나타내었다. 청소년들의 음주 경험은
KNHANES와 KYRBS에서 각각 33.5%와 42.3%인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빈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1회 음주량은
‘소주 1~2잔’ 정도, 폭음빈도는 대부분(55.4~83.6%)이 ‘거
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흡연의 경험에서 일반담배는 12.4
~14.9%, 전자담배는 7.9%, 가열담배는 2.9%로 나타났다.
이 중 매일 흡연하는 비율은 21.8%, 평균 흡연량은 ‘하루
2~5개비(30.9%)’가 가장 많았다. 영양교육 경험은 21.2~
47.2% 정도로 낮게 나타났고, 영양표시 인지율은 95.8%로
높았으나 이를 이용하는 비율은 33.2%에 불과하였다. 식습
관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는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며 한 번 형성되면 변화시키기 어렵다. 특히 청
소년기의 식습관 및 영양 상태는 성인기까지 이어지므로 이
시기의 식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부적절한 식사행태를 수정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
로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이 부적절한 체중조절로 이어
져 청소년기의 영양 섭취 불균형을 가중시킬 수 있음도 주의
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식품 선택 시 영양/식품표시에
대한 적절한 영양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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